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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지사제(Cognitive Quad)

l 하나님

l 자기 자신

l 자신의 경험

l 자신의 미래

+인지구조

Core Beliefs
핵심믿음

↓

Intermediate Beliefs (rules, attitudes, and 
assumptions)

중간믿음 (규칙, 태도, 가정)
↓

Situation → Automatic Thoughts → Reactions  
(Emotional, Behavioral, Physiological)

상황 → 자동적사고 → 반응

(감정적, 행동적, 신체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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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조건적 생각
(Conditional Thought)

1. 자신, 타인과의 관계에서
조건적이며 보복적으로
생각하는 사고의 틀

2. 조건적: 자신이 임의대로
만든 조건이 충족되지
않으면 불행하다고 전제

3. 이분법, 당위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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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. 이분법적 생각 (Dichotomous 
Thought)

1. 사람, 사물, 사건에 대하여 항상 좋
거나 나쁜 양극적인 생각이 형성된
사고의 틀

§ 축복/저주, 천국/지옥, 성령/마귀,      
성공/실패, 행복/불행, 맞는다/안 맞는
다, 좋은 사람/나쁜 사람, 친구/원수, 
우파/좌파, 유쾌/불쾌, 사랑/증오 좋다
/나쁘다, 크다/작다, 가깝다/멀다, 밝다
/어둡다, 옳다/그르다

2. 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의 특징

a. 매사를 극단적으로 판단, 중간지대
부정

b. 말이 극단적
c. 창의성 부족: 대안을 생각하는 능력

결여

d. 다른 사람을 극단적으로 사랑/극단적
으로 증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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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. 중립 및 중간지대의 결여, 호불
호가 명확

f. 돈은 선한가?/악한가?: 돈이 가지
는 중립적 성격을 생각하지 못한
다.

g. 문제가 있을 때 타협점을 찾기가
어렵고 매우 경직된 생각을 하는
경향

g. 감정과 사실의 분리가 불명확

h. 기분의 지배를 받는다: 하나님
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
기분을 섬긴다. 

• 기분에 따라 교회 출석과 봉사
가 좌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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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이분법적인 사고의 언어: ‘항상’, ‘결코’, ‘완
전히‘, ‘전적으로’, ‘절대로‘

j. 합리적 사고의 언어: ‘때로는’, ‘대개‘, ‘종
종’, ‘흔히‘, ‘부분적으로’, ‘간혹‘, ‘가끔’, ‘어
떤 면에서는‘

k.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생각(결과론적인
생각): 불안과 좌절의 성향

l. 다이어트 실패

m. 중독의 성향: 알코올, 약물, 일, 권력, 종교

n. 사건이나 사물을 다양한 시각에서 보다 객관적으로
볼 수 있는 능력 결여

o. 우울증

p. 완벽주의

q. 실패에 대한 높은 두려움: 50%의 실패를 100%의
실패로 여김

r. 게으름: 실패할 가능성이 보이면 시도하지 않는다.

s. 포기하는 성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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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. 낮은 자아존중감

u. 높은 정신분열의 성향

v. 높은 스트레스

w. 낮은 성취도와 학업성적

x. 다른 사람을 비난, 무시, 오해, 거절하고 잘 다투는
성향

C.  임의적 추론(arbitrary inference)

1. 결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결론과
배치되는데도 어떤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

2. 예측할 수 없는 것, 예측 안 해도 되는 것, 예측할
필요도 없는 것을 지나치게 상상하고 짐작

3. 자기 혼자 온갖 부정적 상상을 확장해 나가고, 꼬
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으로 마음대로 상상

4. 임의추론적 신앙

a. 특정 성구에 집착

b. 자신의 마음대로 상상하여 만든 하나님: 우상숭
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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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.  과잉일반화의사고방식
1. 사람이나사물또는사건에대하여사실
이상으로과장되게생각하는사고의틀또는
인식의구조

2. 일부사실만보고부정적으로전체적인결론을
내리는생각

3. 과잉확대: 침소봉대 (針小棒大), 부정적과장, 
“하나를보면열을안다”

4. 피해의식을동반: 우울증유발
5. 사람의첫인상에따라사람을판단
6. 사용용어: “맨날”, “항상”, “다틀려
먹었어!”, “요즘애들다그래요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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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. 재앙적 생각
1. 자신에게좋지않은일이생길것
같은두려운생각이사고의틀로
형성된인식의구조

2. 자신의조그마한실수와잘못에
대해서엄청난처벌이임할
것이라는과장된생각

3. 일종의불안장애: 어떤사건이나
사태에대해서지나치게
과장하여극도의부정적, 파국적, 
비극적가능성을생각하는필요
이상의불안상태

4. 불길한생각, 재난적생각, 파국적
생각, 절망적생각, 비극적생각

5. 예: 암에걸릴것같다. 
사업이망할것같다. 
미쳐버릴것같다. 
불길한일이생길것같다. 
저주를받을것같다. 
하나님이나를버리신것같다. 
교통사고가날것같다. 
곧죽을것같다. 
누군가에게살해당할것같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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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재앙적생각의 5가지유형

a.신체적재앙적생각: 신체증상을
통해자신에게불치병등심각한
질병이발생할것이라고생각

b.상황적인재앙적생각: 상황
자체를재앙으로생각.성수대교
무너진후다리를건널때마다
다리가무너질까걱정하는생각

c.사회적인재앙적생각: 다른
사람과의관계에서재앙적인
생각을상상.다른사람이
자신에게극도의피해를입히거나
자신이사회적으로매장될것에
대한두려움

d.정신적인재앙적생각: 자신의
내면에서자제력을잃고
정신이상이생겨끔찍한일을
일으킬지모른다는생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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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.  신앙적인재앙적생각: 
하나님이자신에게벌을내리실
것같다는상상을통해공포감을
갖는생각

F. 당위적 생각의 정의와 특징

1. 자신, 타인, 하나님에게 당
연히 해야만 하는 의무를
요구하는 사고의 굳어진 틀

2.  당위적 생각의 증거

§ ‘반드시‘, ‘항상‘, ‘언제나’, ‘당
연히’

§ 알버트 엘리스: 정신 건강이
나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
런 당위적인 언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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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

조건적 생각
이분법적 생각
당위적 생각

임의적 추론
과잉일반화
재앙적 생각

l왜곡된생각을찾아내기
l현실적으로평가해서수정하기

• 2021년도 계획

완벽적 생각
좌절적 생각
부정적 생각
반복적 생각
비교적 생각
나쁜 생각 거부하기
나쁜 생각 몰아내기

실전연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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